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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베버의 정치지도자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관료제와 카리스마는 상호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머쉬인이라는 정당 관료제와 민주정치, 그리고 카리스마적 자질이 있는 정치지도자의 상
호균형관계이며, 이를 바탕으로 성립된 ‘머쉬인을 동반한 지도자 민주정치’가 그의 정치지도자론
임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그의 정치지도자론이 1919년의 독일정치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으로 발달한 관료제를 견제하기 위하여 의회와 정당의 활성화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
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베버가 나치정권의 출현에 기여하였다는 주장을 불식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그의 정치지도자론이 오늘날 한국정치에 유용한가를 검토한다.
주제어: 관료제, 머쉬인, 직업정치가, 정치지도자, 머쉬인을 동반한 지도자 민주정치.

Ⅰ. 서 론
최근 한국정치에서 지도자와 리더십에 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증폭은
아마도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둘러싼 논쟁, 뒤따른 경제난, 기업
과 금융기관 등의 구조조정과 실업 사태, 북한 핵 문제, 계속되는 정국불안, 대통령의 국정수
행능력에 대한 불신 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지도자와 리더십에 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도 이와 더불어 증대하였다. 국내외 정치지
도자 및 리더십에 관한 연구 뿐아니라 동서양의 역사와 사상 속의 정치지도자와 리더십 이론
에 관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이러한 연구 가운데 막스 베버의 정치지도자와 리더십에 관한 이
론도 적지 않게 언급되었다.
정치지도자에 관한 베버의 이론에 대해서는 주로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언급(Bendix 1970:
166-181; 하종근 2002: 68-70, 74-75; 이택휘 2001: 71-74; 정윤재 2003: 77, 502)하든가 정당한
지배의 세 가지 순수형을 언급(정윤재 2003: 33, 101; 백승현 1997: 7)하든가 정치지도자의 자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지원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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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언급(박찬욱 외 1997: 115-116)하고 있다. 베버의 정치지도자에 관한 이러한 개념들과 이
론들은 베버의 업적 중 자주 인용되는 중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베버의 정치지도자론을 파악하려면, 그가 1919년의 강연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제
안한 ‘머쉬인을 동반한 지도자 민주정치’(Führerdemokratie mit Maschine)의 개념을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이 강연에서 독일은 “머쉬인을 동반한 지도자 민주정치인가 아니면 지도
자로서 갖추어야 할 내적, 카리스마적 자질이 없는, 곧 천직이 없는 직업정치가의 지배(die
Herrschaft der Berufspolitiker ohne Beruf)인 지도자없는 민주정치(führerlose Demokratie)인
가 하는 양자택일 만이 있을 뿐입니다. 후자는 당내의 반대파들이 ‘도당의 지배’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Weber 1919b: 544)고 하면서, ‘머쉬인을 동반한 지도자 민주정치’가 당시 독
일의 정치여건에 대한 대안이자 독일정치가 지향할 방향이라고 강변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정
당 내 관료조직인 머쉬인, 지도자, 민주정치, 카리스마, 천직, 직업정치가 등의 주요한 개념들
을 사용하여 ‘머쉬인을 동반한 지도자 민주정치’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그의 정치지도자론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쟁점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는 몸젠이
1959년 발표한 그의 저서 『막스 베버와 독일정치』(Mommsen 1959)에 대하여 뢰벤슈타인
(Karl Loewenstein)이 반론을 제기함에 따라 여러 학자들이 가담하여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논
쟁이다. 이 논쟁의 초점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관한 베버의 견해가 독일 국민으로 하여금 히
틀러의 의회에 대한 그리고 의회보다 우월한 카리스마적 호소에 희생될 준비를 하는데 공헌하
였는지 아닌지(Loewenstein 1966: 70 n. 16; Mommsen 1989b: 191)하는 문제이다.
1932년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바이마르 헌법 48조에 의거 브뤼닝(Brüning)을 해임하고, 파펜
(von Papen) 내각을 임명하였던 것이 결과적으로 히틀러의 집권에 이르게 된 점이 바이마르
헌법 제정과정에서 베버가 수행한 역할(Mayer 1956: 93ff.)과 국민투표에 의한 대통령의 선출
을 주장(Weber 1919a: 498-501)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나 니체(Friedrich Nietzsche)가 나치정
권의 정치철학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를 베버가 니체의 영향을 받았다(Baumgarten
1964: 554-555)는 관점과 결합

.

왜곡시켜 나치정권의 등장에 베버가 기여하였다는 견해 또는

히틀러의 총통(Führer) 호칭이 베버의 ‘지도자 민주정치’의 지도자(Führer)와 동일한 점에 주
목하는 견해 등이 논쟁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둘째는 그의 정치지도자론의 핵심적인 개념인 관료제와 카리스마를 상호 마찰하는 대립관
계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즉 “카리스마는 전통적 또는 합리적-법적 지배와는 달리 일상적인
판에 박힌 일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지배의 형태”이므로 “카리스마적 지배는 관료제적 지배
의 양극적 대립물이다.”(Breiner 1996: 139)라는 분석이나 “베버가 관료제와 권위의 직능적 할
당을 대비시켰던 권위의 유형은 카리스마적 권위의 유형이다.”(Wellen 1996: 14)는 지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관료제는 카리스마와 대립된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샐러먼(Albert Salomon)이 1926년 그의 저서에서 베버의 역사사상의 기초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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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합리화와 카리스마적 영웅이라는 두 가지 혁명적 힘의 근본적인 이원론을 지적한 데서 비
롯(Mommsen 1965: 593)된 것으로, 베버의 “정치관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대중의 소요와
유럽의 경쟁적 국민국가체제 내의 위험한 긴장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외적 인물들 즉 전통과
관료제적 메커니즘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카리스마적 영웅들의 필요에 대한 그의 니체적 확신
에 의해 형성되었다.”(Wrong 1970: 73)는 지적이나 “카리스마는 모든 제도적 관행 즉 전통의
관행과 합리적 경영에 따르는 관행에 대립한다.”(Gerth and Mills 1974: 52)는 해석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관료제와 카리스마를 대립관계가 아니라 당내 관료조직인 머쉬인과 카
리스마적 자질을 지닌 정치지도자 그리고 민주정치의 상호균형관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왜냐하면 베버는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보편적인 정치사의 발전은 보통선거권
의 확립을 계기로 이루어진 대중민주정치와 치열한 선거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형성된
당내 관료조직인 머쉬인, 그리고 대중민주정치를 통하여 선출되고 머쉬인을 영도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의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첫째의 논쟁은 베버의 정치지도자론이 미친 영향에 관한 문제를 다룬 것이라고 본다
면, 둘째의 쟁점은 주로 정치지도자론의 내용에 관한 분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머쉬인을 동반한 지도자 민주정치’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정치지도자론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정치지도자론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의 정치지도자
론이 미친 영향에 대한 첫째 논쟁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근대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관료제의 확산, 민주정치의 도래, 직
업정치가의 출현 등의 현상이 어떻게 ‘머쉬인을 동반한 지도자 민주정치’의 개념을 형성하게
되었는가를 그의 정치논집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그의 정치지도자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
한 분석을 통하여 관료제의 확산과 머쉬인의 확립, 관료제가 초래할 병폐, 민주정치에서 직업
정치가의 역할, 정치지도자의 윤리 등을 탐구하고 아울러 그의 정치지도자론이 한국정치에서
유용한가 하는 점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민주화와 관료제의 확산
1. 민주화와 관료제
베버는 합리적인 계산능력이 근대 자본주의적 경영의 내면적 기초인 것과 마찬가지로 관료
제적인 국가에로의 진보 즉 합리적으로 제정된 법과 합리적으로 고안된 복무규칙에 따라 사법
과 행정을 실시하는 국가에로의 진보가 이루어졌으며,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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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r 1918: 322)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중세 이래의 자본주의에로의 진보가 경제의 근대화
를 규정하는 척도인 것과 마찬가지로, 관료주의에로의 진보가 국가의 근대화를 규정하는 명백
한 척도(Weber 1918: 320)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근대의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기업체의 경영에서도(Weber 1918: 321)
‘보편적인 관료제화’(Weber 1918: 330)가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특화와 훈련(die rationale
fachliche Spezialisierung und Einschulung)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불가피하게 확산(Weber
1918: 331)되었다. 몸젠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베버는 그가 가끔 세계사에서의 가장 혁명적인 힘
으로 불렀던 산업자본주의의 등장은 저항할 수 없는 관료제와 합리화의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있다고 확신하였으며, 따라서 자본주의 발전의 자취를 따라 관료제화되고 합리화된 사회
조직과 사회적 행위의 형태가 급속하게 성장(Mommsen 1989: 34)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베버는 관료제가 일반적으로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일에서 경제적 및 사회적인 차
별이 지녔던 중요성이 적어도 상대적으로 평준화된 기반 위에서 지배권을 얻었으며, 이런 점
에서 관료제적 조직은 현대적 대중 민주주의의 하나의 불가피한 부수적인 현상(Weber
1921-22: 567)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행정에 있어서의 봉건적, 가산제적 및 금권정치적인 제
특권을 일소한 대중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유급의 직업노동을 겸직적인 종래의 명망가 행정
과 대체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료제적 조직의 특징적인 원리인 추상적 규칙의 준수는 인
적 및 물적 의미에서의 권리의 평등에 대한 요구와 특권에 대한 혐오 그리고 임기응변적인 해
결을 원칙적으로 거부한다는 점에서 유래(Weber 1921-22: 567)한다.
이러한 현상을 기든스가 “정치적 대표제과 법 앞에서의 평등에 대한 민주주의자들의 요구는
특권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잡한 행정적 및 사법적 규정들을 강요하기 때문에 관료제적
국가의 성장은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된다.”(Giddens 1971: 180)고
설명한 것과 같이 관료제화는 정치적 민주화를 초래하였다고 베버는 보았다.
이렇게 성립된 관료제적 지배는 베버에 의하면 합법적 지배의 가장 순수한 유형으로서 제정
된 법규의 운용에 대한 신뢰에 의한 지배로서, 명령자 자신도 그 법규에 복종하며 명령자의 지
배권도 그 법규에 의하여 즉물적(sachlich)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당화되며, 그 권한의 획정
은 즉물적인 합목적성과 관료의 작업에 대한 전문적 요구에 따르는 세분화에 의거하는 것이
며, 관료가 행하는 행정은 몰주관적인 관직의무에 의한 직업노동이며, 이러한 행정의 이상은
‘분노도 편파도 없이’(sine ira et studio) 개인적 동기나 감정적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며 자의
와 계산능력을 배제하고 특히 ‘사람에 따르는 차별을 하는 일이 없이’ 엄격하게 형식주의적으
로 합리적 규칙 또는 몰주관적인 합목적성의 견지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다(Weber 1919b:
524-525; Weber 1921-22: 562-563)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료의 미덕은 그의 상급관청이 자신
의 생각에 잘못으로 판단되는 명령을 고집하는 경우에 마치 이 명령이 그 자신의 확신과 일치
하고 있는 듯이 그 명령을 명령자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정확하게 결행하는 능력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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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관료는 그 직업상 정치를 하여서는 안되며 비당파적으로 행정을 하여야(Weber 1919b:
524) 한다.
그러나 베버는 이처럼 관료제화와 민주화가 병행해서 진전되는 것이 매우 전형적인 것이지
만, 그 병행의 정도를 강조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민주화라는 것은 관료제화의 현
상 일반을 위해서 확실히 유리한 하나의 지반이 되는 것이지만, 결코 이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지반인 것은 아니며, 관료제화 현상은 개별적인 영역에서 이 관료제화 현상에 방해가 되는 권
력들을 평준화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민주화 그 자체는 불가피하게 관료제화를 촉진시킴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제화를 원하지 않게(Weber 1921-22: 572)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관료제화가 민주화를 초래하고 또한 민주화가 관료제화를 위한 기반이 되었지만, 관
료제화는 민주화와 모순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민주제의 정치적 개념이 피지배자들의 권리의 평등이라는 요청으로부터 나아가
누구든지 관직을 얻을 수 있도록 폐쇄적인 관료신분이 발전하는 것을 저지하며, 민주제의 지
배권력을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 자격에 구애받지 않는 지배권력의 단기의 임명을 실현
시키려 하는 데(Weber 1921-22: 568) 있기 때문이다.

2. 정당의 관료제화 - 머쉬인의 등장
베버에 의하면 관료제화는 경제나 국가행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당에서도 진행(Weber
1918: 324)되었는데, 명망가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정당조직이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명망가정당의 시대에는 당의 지부는 겨우 대도시에만 항시 존재하며, 활동은 선거기에만 하기
때문에, 유급의 당직원은 중앙당 사무국 외에는 아직 없고, 지방지부를 지도하는 것은 언제나
‘명망이 있는’ 원외의 인사들로서 그들은 일찌기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적 명망가층과 나란히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데마고그를 풋내기로 보는 거부감, 정당정치의 경험이 월등하다는 확신,
당의 오랜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우려를 갖고 행동을 결정하고, 그들이 차지
하고 있는 위원장직이나 간사직을 정신적 ‘삶의 보람’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출현을
곤란하게(Weber 1919b: 531-534) 하였다.
베버에 의하면 이러한 명망가들과 특히 국회의원들에 의한 정당의 지배는 민주정치, 보통선
거권, 대중동원과 조직의 필요성, 고도의 통일된 지도와 엄격한 규율의 발달에 의해 정당의 현
대적인 형태인 대중정당이 등장함에 따라 끝나게(Weber 1919b: 532) 되며, 자신의 세력을 지
키고자 싸우는 지방의 명망가나 국회의원들과의 끊임없는 잠재적인 투쟁의 결과 명망가와 국
회의원의 일을 원외의 본업의 정치가(Hauftberufliche Politiker)1)가 인수하는데, 그들은 미국
의 ‘보스’나 영국의 선거간사와 같은 기업가의 형태를 취하거나 또는 고정급을 받는 직원의 형
1) 본업의 정치가와 임시적 또는 부업적 정치가의 구분은 Ⅲ장 1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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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형식적으로 광범위한 민주화가 진행(Weber 1919b: 532)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베버는 영국과 미국의 실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는 1868년 이
전까지 거의 순수한 명망가 정당조직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그 후 선거권의 민주화를 계기로
버밍햄의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코커스(caucus) 제도가 전국적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외양을 갖춘 단체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기구를 만들
고, 도시의 각 지구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이 기구를 계속 가동시키고, 모든 업무를 엄격하
게 관료제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따라서 유급으로 임명된 직원들이 증대하고, 곧 전체적으로
아마도 선거인의 10%를 조직해버렸던 지방의 선거위원회가 호선권으로 선출한 지부장들이 정
당정치의 공식적인 담당자가 되었다(Weber 1919b: 534-535)고 베버는 보았다.
미국 정당의 경우 1824년까지 하원의원들이 정당지도자로 지속적으로 군림하는 매우 엉성
한 정당이었으나, 1829년 서부농민의 지원을 받아 잭슨(Andrew Jackson)이 대통령으로 선출
되어 엽관제가 확립되고 또 1820년대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였던 정당머쉬인이 당
내 세력을 확립함에 따라 정당정치의 낡은 전통을 붕괴시켰으며, 1840년 직후에는 지도적인
의원들이 정당을 영도한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는데, 미국에서 국민투표에 의한 머
쉬인이 일찍 발달하게 된 원인은 집행부의 장이며 관직임면권자가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
통령이라는 점과 대통령은 권력분립의 원칙 때문에 직무수행에서 의회로부터 거의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Weber 1919b: 537-538)는 점이라고 베버는 지적하였다.
이러한 정당의 관료제화 현상은 선거전의 기술이 합리화되어 갈수록 가속화될 뿐아니라 민
주화된 정당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며(Weber 1918: 328), 정당 내의 관료 즉 당직자의 권력
도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3. 관료제의 폐단
베버는 이러한 관료제적 지배장치가 전문적인 훈련과 계획적인 종합을 목표로 한 분업화된
전문화와 습관화되고 훌륭하게 숙달된 확고한 개별적 기능에의 지향을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
문에, 직업적 관료는 쉴 새없이 전진을 계속하는 기구 내에서의 전문화된 임무를 맡은 개별적
인 고리에 불과(Weber 1921-22: 570)하게 되어, “왜소한 자리에 집착하면서 조금 큰 자리를
노리는 그런 기계같은 인간으로서만 이 세상이 채워져야만 된다는 생각”(Mitzman 1970: 178)
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베버는 『신교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다음와 같이 기술하였다. 즉 “퓨
리탄은 천직에서 일하기를 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금욕이 수도
원에서 직업생활의 내부로 옮겨져 세속적 도덕을 주재하기 시작하자 그것은 근대 경제질서의
.

강력한 세계체계의 형성에 공헌하였기 때문이다. 이 질서는 기계적 생산의 기술적 경제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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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의하여 제약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계적 생산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오늘날 이 질서 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직접적으로 경제적 영리추구에 종사하는 사람 뿐아니라- 의 생활을
규정한다. 아마도 그것은 그 화석화된 연료의 최후의 한 조각이 다 타기까지 장래에도 계속 그
생활을 규정할 것이다. 박스터(Richard Baxter)의 견해에 의하면 외적 재화에 관한 배려는 ‘언
제나 벗어버릴 수 있는 외투’와 같이 성자의 어깨 위에 걸쳐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운명
은 이 외투를 ‘강철같이 가혹한 외피’(ein Stahlhartes Gehäuse)2)가 되게 정하였다. 금욕은 세
속을 개조하고 그 세속의 내부에서 성과를 올리려고 꾀하였으나, 그 때문에 오히려 물적 재화
는 역사상 이제까지 어떠한 시대에도 볼 수 없을 만큼 증대하여, 드디어 인간 위에 거리낌없는
위력을 떨치게 되었다. 오늘날 이같은 금욕의 정신은 이 외피에서 사라져 버렸다. 영구적인가
아닌가를 누가 아는가? 그러나 승리를 거둔 자본주의는 기계적 기초 위에 안주한 이래로 그같
은 금욕의 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 장래의 이 외피 속에 살게 될 자는 누
구인가. 또 이 거대한 발전의 종말에는 일찌기 보지 못한 새로운 예언자들이 과연 그 자태를
나타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옛날 사상과 이상의 힘찬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 어느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일종의 자기도취로서 장식된 기계의 화석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이 문화적 발전의 최후의 단계에 다음 말이 진리로
될 것이다. 정신이 없는 전문가(Fachmenschen ohne Geist), 애정이 없는 향락인(Genuβ
menschen ohne Herz), 이들 무익한 것들은 인류가 일찌기 성취하지 못하였던 수준에 이르게
되었음을 자부할 것이리라.”(Weber 1905: 203-204)
수도사의 금욕이 직업생활 속에서의 세속적 도덕으로 변하여 근대 경제질서의 강력한 세계
형성에 공헌하였지만, 이 질서는 기계적 생산의 기술적 . 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제약되어, 기계
적 생산은 무한한 힘으로 이 질서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규정하여, ‘언제나 벗어버
릴 수 있는 외투’가 아니라 ‘강철같이 가혹한 외피’가 되어 인간을 화석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다. 마치 관료제적 질서가 ‘언제나 벗어버릴 수 있는 외투’처럼 평등과 민주화를 추진시켰지만,
‘강철같이 가혹한 외피’처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계서제를 정착시켜 불평등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2) 일반적으로 ‘철창’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Talcott Parsons가 이 용어를 1930년 영역하면서
‘an iron cage’로 번역(Weber 1905)하였기 때문이다. 이 용어에 대하여 티리아키안은 번연(Jonh Bunyan)의
Pilgrim's Progress에 나타나는 ‘철창 속의 한 남자’와 마나세(Ernst Manasse) 교수의 의견을 종합하여 ‘강
철같이 가혹한 외피’의 의미를 추적(Tiryakian 1991)하였다. 마나세 교수는 ‘외피’는 보통 사과의 씨앗을 둘러
싸고 있는 속, 시계와 같은 도구의 내부 기계장치의 바깥껍질, 그리고 달팽이의 각질 등 세 가지 의미로 사
용된다고 하면서, 베버는 근대인들을 ‘철창(iron cage)’에서 길들이는 니체의 기독교 도덕을 ‘강철같이 가혹한
외피’와 같은 이윤지향적 전문가의 도덕으로 규정하여 인류의 파멸을 설파하였으므로, ‘강철같이 가혹한 외
피’에 대한 베버의 의미는 첫째 탈출이 있을 수 없는 감옥, 둘째 가벼운 의상에서 감옥같은 외피로의 변화된
착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Tiryakian 1991: 117-118 n. 4)고 주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an iron cage(철
창)’로 번역하는 것은 'ein Stahlhartes Gehäuse'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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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는 이처럼 관료제가 끊임없이 진전되면 정치조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제기하였는데, 첫째 관료제화의 경향이 우세해지면 개인주의적인 활동의 자유
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둘째 국가 관료층이 불가피하게 증대하고 그에 따른 권력적 지위의 상
승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세력이 존재할 수 있을까? 과연 민주정치는 가능할 것인가? 셋째 지
도적 정신이 없는 관료제가 수반하는 내적 한계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Weber 1918:
333-334)라고 물었다.
첫째 질문에 대하여 베버는 관료제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계에 예속되어 기계가 인간을 지배
하게 하는 ‘응고된 정신(geronnener Geist)에 의한 생명없는 기계(leblose Maschine)’와 훈련된
전문노동의 특수한 권한의 할당, 복무규칙 및 계서화된 복종관계를 갖는 관료제적 조직인 ‘응
고된 정신에 의한 살아있는 기계(lebende Maschine)’가 결탁하여 미래의 ‘예속의 외피
(Gehäuse jener Hörigkeit)’를 만들어내는 작업(Weber 1918: 332)을 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말하자면 베버는 자본주의와 민주화가 진전되어 가는 가운데 관료제의 형식합리성이 광범
위한 행정업무를 기술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미래에 영구히 팽창해가는 근대 생활
의 관료제화 내에서 인간의 자율성과 개성이 매몰되어 가는 것이 증대해갈 가능성을 예측
(Giddens 1991: 35)하였던 것이다. 소위 ‘관료제적 니힐리즘’(Warren 1988: 33-37)이 나타날 것
이라는 것이다.
둘째 질문에 대하여 베버는 머쉬인이 정당을 장악함으로써 초래한 결과를 영국과 독일의 예
를 들어 정치적 무책임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즉 영국의 국회의원들은 두 세 명의 각료
(그리고 몇 사람의 줏대있는 인사)를 제외하고는 대개 잘 훈련된 거수기(yes men) 이외의 아
무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의 국회에서도 자기 의석 앞에서 사문서나 처리하면서
마치 국가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으며, 영국에서는
이러한 제스처도 필요없이 국회의원은 오직 투표만 하고 당을 배반하지 않으면 되고, 원내간
사가 부르는 경우 내각이나 야당의 영수가 지령하는 것을 실행하도록 출석하기만 할 뿐
(Weber 1919b: 536)이라는 무책임한 현실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관료제에 대항하고
관료제의 내적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 역할은 정치지도자에게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고 베버는 보았다.

Ⅲ. 정치지도자
1. 직업정치가와 정치지도자
베버는 근대국가의 발전이 독립적 생산자들을 점차 장악하면서 진행된 자본주의적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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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완전히 병행하여 군주가 주도적으로 행정과 전쟁과 재정 그리고 모든 종류의 정치적
자원을 자주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행정권자들로부터 몰수하여 단일한 지배체제를 확립함으로
써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어떤 관료도 그가 지출하는 금전이나 관리하는 건물, 물품, 도구, 무
기 등의 개인적인 소유자가 될 수 없게 되어 근대 국가에서 행정간부 즉 행정관료와 행정노동
자들을 행정조직의 물적 수단으로부터 분리(Weber 1919b: 510-511)시키는 일을 완결시켰다고
한다.
베버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직업정치가들(Berufspolitiker)’이 출현하였는데, 그들은 처음에
는 스스로 정치적 지배자가 되고자 하지 않고 군주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자신을 군
주의 뜻에 맡기고 그의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한편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념적
생활의 내용을 구하였다(Weber 1919b: 511)고 한다.
베버는 경제적 활동과 똑같이 정치도 임시적 정치가(Gelegenheitspolitiker) 또는 부업적 정
치가(Nebenberufliche Politiker) 또는 본업적 정치가(Hauptberufliche Politiker)가 할 수 있는
데, 투표를 한다든가, 정치집회에서 박수를 친다거나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정치적 연설을 하
는 경우 모두 임시적 정치가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정치활동을 하며 물질적
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치를 ‘그들의 삶’으로 우선시하는 일이 없는 부류는 모두 부업적 정치가
들이며 문벌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임시적 또는 부업적 보좌자들 만으로는 만족하
지 못한 군주가 전적으로 자신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간부를 확보한 것이 본업적 정치가들
(Weber 1919b: 512-513)이라고 하였다.
정치를 자신의 직업으로 삼는데는, 정치를 ‘위해서’(für die Politik) 살거나 정치에 ‘의해
서’(von der Politik) 살거나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정치를 계속적인 수입원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의해서’ 사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치를 ‘위해서’
사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결코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살고 있으며,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질적으로도 두 가지를 다 살고 있는 것이
보통(Weber 1919b: 513)이라고 베버는 말한다.
먼저 ‘정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옛날의 장원영주들이나 오늘날 대지주들과 귀족들처럼 지
대에서 불로소득을 얻든 아니면 부동산 또는 금융 등의 수입원에서 불로소득을 얻든 경제적으
로 ‘여유’가 있어야 그의 수입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신의 노동력과 사고의 전부 또는 거의 대
부분을 바치지 않고, 정신적인 면에서 ‘정치를 그의 삶으로’ 삼고, 경제적인 의미에서 정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며, 이런 경우 정치는 자산가 특히 금리생활자에 의해 ‘명예직으로’ 행해지
며, 이와 같이 오로지 정치를 위해서 살고 정치에 의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국가나 정치를
영도하면 필연적으로 정치적 지도층이 ‘금권정치적으로’ 충원되는 것이며, 이와는 달리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① 일정한 급부에 대한 사례나 수수료, ② 고정적인 현물급여나 봉급, ③ 두 가
지를 동시에 받거나 하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정치에 의해서’ 사는 직업정치가(We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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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b: 513-515)들로서 문벌들에 대한 군주의 투쟁 속에서 군주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성장
(Weber 1919b: 521)하였다. 말하자면 근대 국가의 성립과정에서 직업정치가가 출현하며, 임시
적 또는 부업적 형태가 아니라 본업적 정치가들로 충원되었으며, ‘정치에 의해서’ 사는 방식의
직업정치가들이었다.
직업정치가의 주요한 유형을 베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문벌들과 대립하고 있었던 군
주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벌출신이 아닌 계층에서 등용하였는데, ① 바라문승, 불교
승, 라마승, 주교나 사제 등의 성직자들, ② 중국 청조의 관리들과 같은 인문주의적 교양을 지
닌 문필가들, ③ 군주로부터 정치권력을 박탈당한 문벌출신의 궁정귀족들, ④ 영국의 군주가
지방 호족에 대항하기 위하여 무보수의 지방행정직을 맡긴 소귀족과 도시의 금리생활자층을
포함하는 도시귀족 즉 젠트리(gentry), ⑤ 절대주의국가의 대두와 프랑스혁명에 크게 기여한
대학교육을 받은 법률가들(Weber 1919b: 521-523)을 말한다.
이러한 직업정치가는 베버에 의하면 군주의 절대주의가 발흥하면서 문벌에 대한 군주의 승
리를 가능하게 만든 전문적 훈련을 받은 관료층이 융성하는 것과 더불어 지도적 정치가(die
leitende Politiker)의 형태로 발전(Weber 1919b: 517)하였는데, 이것은 군주가 관료들의 전문적
훈련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증대해가는 압력에서 벗어나 날로 아마튜어의 위치로 추락하
는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엄호해주고 통치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주는 정치적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 결과 독일의 경우 군주는 의회에 대하여 답변하고 의회에 대항
하고 정당들과 담판하는 관료대신(또는 재상)을 탄생시켰고, 영국의 경우 지배정당은 국내에
서 권력을 유지하고 대외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정한 지도적 인사들로 구성된 허물
없이 상의하는 하나의 강력한 기관 곧 내각이 필요하였으며, 국민에 대해서는 모든 결정에 책
임을 지는 한 사람의 지도자 곧 수상이 필요(Weber 1919b: 518-519)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베버는 변호사의 현대 민주정치에서의 유리한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절대주
의국가의 대두도 프랑스혁명도 법률적 합리주의가 없었더라면 생각해 볼 수 없었고, 프랑스혁
명 이래로 근대의 변호사와 근대 민주정치는 완전히 짝을 이루었으며, 정당이 발생한 이래 서
양의 정치에서 변호사들의 차지하는 중요성은 우연한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첫째 이해관계
자에 의해 정치를 하는 정당정치에서 한 사건을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도록 처리하는 직무에
능숙한 변호사가 유리하며, 둘째 말의 효과를 신중하게 저울질하는 변호사의 임무는 대부분
말로 연설을 한다든가 말을 문서로 쓰는 방식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대정치에 유
리하기 때문(Weber 1919b: 523-524)이라고 보았다.
또한 베버는 저널리스트의 직업정치가로서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베버는 현대 민주정치
에서 선거연설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증대되고, 특히 ‘인쇄된 말’의 지속적인 영향이 강조됨에
따라 저널리스트의 지위가 향상(Weber 1919b: 525)되었고, 훌륭한 저널리스트가 하는 일은 당
연히 어떤 학자가 하는 일과 적어도 마찬가지의 재능이 필요할 뿐아니라 오히려 학자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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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책임이 따른다(Weber 1919b: 526)는 점에서 저널리스트의 생활은 직업적 정치활동의 가장
중요한 길의 하나(Weber 1919b: 528)인 것은 확실하지만, 당시 독일에서의 저널리스트의 생활
은 커다란 매력과 많은 영향력과 활동의 가능성 특히 무거운 내적 정치적 책임감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정치지도자로 출세할 정상적인 길은 아니(Weber 1919b: 527)라고 주장하였다. 그 실
례로 독일의 사회민주당에서 저널리스트는 편집자라는 지위로 압도적으로 관료적 지위의 성
격을 띠고 있었으므로 지도자 위치의 발판이 아니었으며, 부르조아정당에서는 정당의 지도자
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은 더욱 나쁘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저널리즘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경영이 엄청나게 증대한 사실이 자산이 없어 직업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는 저널리스트가
생계 때문에 매일 또는 매주 기사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 그들의 여유를 박탈하
게 되어 정치가로서 무력하게 만들었기 때문(Weber 1919b: 527)이다.
이처럼 베버가 현대 민주정치에서 직업정치가로서 변호사가 유리하며, 저널리스트가 부적절
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지도자는 관료와는 다른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관료지배가 시작된 것은 베벨(August Bebel, 1840-1913)이 작고한 후이며, 정치지도자
는 사라지고, 노동조합의 관료, 정당의 서기, 저널리스트가 출세하였으며, 관료의 본성이 당을
지배하였다고 베버는 분석하였으며, 독일의 직업정치가는 권력도 없고 책임도 없고 명망가의
보잘 것없는 역할 밖에 할 수 없었으며 전형적인 파벌본능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므로 정치지도
자의 자질을 가졌으나 그 때문에 명망가들의 배척을 받았던 인물들이 허다하였다(Weber
1919b: 542)고 지적하였다. 또한 독일은 지도적 정치가로서 책임감을 가졌을 인사들이 마땅히
차지하였어야 할 지도적인 지위에 관료정신을 가진 사람을 앉혀 놓았던 보수적 관료지배
(Weber 1918: 377)였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임한 적이 없다고 베버는 지적하였다.
따라서 정치지도자 특히 영도적 지도자의 명예(Ehre des politischen Führers, also: des
leitenden Staatsmannes)는 관료의 그것과 반대로, 그가 행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그
자신이 진다는 원칙에 따르며, 이것을 회피하거나 또는 남에게 전가할 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하여서는 안되는 것(Weber 1919b: 524-525)이라고 강조하였는데, 관료는 그 자신의 신념을 그
의 복종의무를 위하여 희생하여야 하지만, 지도적 정치가는 정치적 행위가 그의 신념과 상반
되는 경우 이 정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공공연하게 거부하여야 하며, 이 신념을 위하여 그의
관직을 희생시켜야(Weber 1918: 377)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정치지도자에 의한 책임있는 정치
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2. 국민투표에 의한 지도자
국민투표적 민주정치의 도래와 함께 명망가들의 정당지배를 배제시킨 머쉬인이 등장함에
따라 머쉬인을 복종시키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Weber 1919b: 532-533)고 베버는 보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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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정당추종자들, 그 중에서도 당직자와 정당기업가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승리함으로써
관직이나 그 밖의 이익이라는 개인적인 보수를 기대하는데, 선거전에서 지도자의 인격의 데마
고기적 작용이 당의 득표와 의석을 확대시키고 세력을 증대시켜 추종자들에게 기대하였던 보
수를 얻을 가능성을 가능한 한 확대시켜 주었으면 하는 기대감과 정신적으로는 누구에게나 똑
같이 적용되는 당의 추상적인 강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을 위하여 모
든 지도자들이 갖추고 있는 카리스마적 요소에 경건하게 귀의하면서 일하는 것이라는 만족감
(Weber 1919b: 533)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국 자유당의 경우 글래드스톤(Gladstone)의 위대한 데마고기적 매력, 그의 정책의 윤리적
내용 특히 그의 인격의 윤리적 성격에 대한 대중의 확고부동한 신뢰가 그를 권좌에 오르게 하
였고, 그 결과 급속하게 머쉬인이 명망가에게 승리하게 되었을 뿐아니라 당의 권력은 소수인
마침내 당의 정상에 있는 한 사람의 수중에 집중되게 되었고, 정치에서의 시저주의적-국민투
표적 요소 즉 선거전장의 독재자의 등장을 초래하였다(Weber 1919b: 535)고 베버는 예를 들면
서, 강력한 지도자가 있는 경우 전국의 코커스-머쉬인은 거의 일정한 견해를 갖지않고, 전적으
로 영수의 수중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는 머쉬인을 통하여 대중을 획득하여 국민투표에 의
한 사실상의 독재자로 의회 위에 군림하며 국회의원은 그를 추종하는 한낱 정치적 피부양자로
전락(Weber 1919b: 537)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독일의 사회민주당도 이러한 ‘관료화’에 빠져있지만, 관료들은 그들의 물질적 및 정
신적 이익이 지도자의 당세력 획득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의 지도자를 위해서
일한다는 내적으로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데마고그로서 더 큰 영향력을 행
사하는 지도자의 인격에 비교적 쉽게 복종할 것(Weber 1919b; 533)이라고 베버는 예측하였던
것이다.
베버는 민주정치에는 이처럼 정치지도자가 대중 데마고기적 제 수단을 사용하여 대중의 신
임과 신용을 얻어 자신의 세력을 확보하는 ‘지도자 선택의 시저주의적 전환(cäsaristische
Wendung der Führerauslese)’이라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여기서 시저주의적 수단은
국민투표(Plebiszit)로 보통의 투표나 선택이 아니고 환호받기를 요구하는 자의 지도자적 사명
에 대한 신앙의 고백(Weber 1918: 393f.)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국민투표에 의한 민주정
치(plebiszitäre Demokratie)는 지도자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유형으로 그 진정한 의미에서
형식적으로는 피지배자의 의사에서 유래하는 정당성의 배후에 은폐된 카리스마적 지배의 일
종이다. 사실 지도자(데마고그)는 인격 그 자체에 대한 추종자들의 신뢰와 헌신에 의해서 지배
한다.”(Weber 1921-22: 156)고 정의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국민투표에 의한 민주정치가 초래할 위험성도 베버는 지적하였는데, 당시 독일의 데마고그
들은 판단력이 없는 대중들을 데마고기적 대상으로 삼아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결과 ‘질서있는
민주정치의 결여(wegen des Fehlens einer geordneten Demokratie)’를 초래하여 ‘데마고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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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없는 천민(Demagogue und Pöbeleinfluß ohne Demokratie)’ 만을 남겨(Weber 1918:
393)두게 되었으며, 국민투표가 선거의 수단으로나 입법의 수단으로서 그 기술적 특징에서 비
롯되는 내적 한계가 있다(Weber 1918: 398f.)고 지적하였다.
물론 베버는 이러한 위험성을 예견하고 의회는 시저주의적 지배의 위험에 관한 견제에 필수
적이며, 의회 만이 정부에 대한 공격에서 부르조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고, 대중의 신뢰를
상실한 시저주의적 독재자를 경질할 평화적 수단을 보증한다(Weber 1918: 395)고 의회의 기능
을 강조하였다. 즉 베버는 정치지도자가 국민투표를 통하여 머쉬인을 장악하고 시저주의적 지
도자로 변화할 수 있지만, 의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면 시저주의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뢰벤슈타인은 국민투표에 의한 지도자가 시저처럼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권력
을 장악한 정치적 환경에 의존한다고 하면서, 입헌 민주정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미
국이나 영국의 경우 시저주의적 독재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막지만, 그렇지 않고 국민투표에
의한 지도자가 시저주의적 권력행사를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보강하였다면 정상적인 입헌적
소화방법들이 기능하지 않는다(Loewenstein 1966: 69-71)고 우려하였다.
그래서 뢰벤슈타인은 국민투표에 의한 지도자와 시저주의적 지도자 그리고 카리스마적 지
도자를 구분하여 인식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비스마르크는 그 지배의 폭에서 볼 때 시저주
의적이라 할 만하지만 그는 국민투표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군주의 신임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전형적인 시저주의적 정당성을 결여(Loewenstein 1966: 69)하였고, 또한 그는 정치지
도자로서 엄청난 퍼서낼리티를 지녔으나 카리스마를 갖지 못하였고, 마하트마 간디나 네루는
카리스마적 마력은 지녔으나, 그들의 카리스마는 비정치적(Loewenstein 1966: 81f.) 기반 위에
있었고, 드골은 자신에 대한 정당화를 국민투표와 환호에 의해 확인하였던 진정한 국민투표에
의한 지도자의 유형을 구체화시켰을 뿐아니라 권력장악과 통치행위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시
저주의적임도 의심할 바 없으나 그의 지배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대중심리와 선동정치의 모든
계략에 대한 정통한 이해(Loewenstein 1966: 83f.)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뢰벤슈타인은 현대 민주정치와 연관시켜 이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국민투표에 의한 지도자
가 카리스마적 자질을 소유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국민투표의 정당화
에 의하여 권력을 장악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국민투표라는 수
단에 의해 선택된 정치지도자는 인기를 얻는 자질 또는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정치적인 섹스
어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갖추면 되는데 이 인기는 본래 카리스마와는 상관없는
(Loewenstein 1966: 76-78)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정치에서의 카리스마적 권위는 데
카르트 이전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민주화를 통하여 권력과정에서 국민투표의 요소
가 강화됨과 동시에 진정한 카리스마의 발전과 작용을 위한 기회가 결정적으로 감소된 것 또
한 사실이며, 오늘날 개방사회에서의 매스 미디어는 카리스마를 재강화시키고 보다 폭넓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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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 마력을 확산시키는 주술로부터 깨어나게(Loewenstein 1966: 84, 86)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뢰벤슈타인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국민투표에 의한 지도자의 시저주의적 전환가능
성을 막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베버는 정치지도자의 윤리를 언급하였다.

3. 정치지도자와 윤리
데마고그(지도자)는 효과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자기를 될 수 있는 대로 돋보이
게 하려는 욕망 곧 허영심 때문에, 정치가의 직업의 신성한 정신에 위배되는 두 가지 대죄 즉
비현실성과 무책임을 범할 유혹에 빠지기 쉽다(Weber 1919b: 546-547)고 베버는 경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치가에게

결정적인

세 가지의 자질

즉 정열(Leidenschaft),

책임감

(Verantwortungsgefühl), 통찰력(Augenmaß)을 베버는 요구하였는데, 현실에의 정열적 헌신이
‘불모의 흥분’을 일삼는 단순한 정치적 아마튜어와 구별되게 하는 내적 침착과 평정에 의하여
현실의 작용을 받아들이게 하는 사물과 인간에 대하여 거리를 두는 습관 즉 통찰력이 정열적
인 정치가를 훌륭하게 만든다(Weber 1919b: 546)고 하였다.
베버는 나아가 정치와 윤리의 관계에 관하여 상론하였다. 정치와 윤리의 진정한 관계는 도
대체 어떤 것인가?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인가?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모든 행위
에 대한 것과 동일한 윤리가 통용된다는 것이 옳은가?(Weber 1919b: 549) 등의 질문을 제기하
였다.
이 문제에 관하여 베버는 유명한 신념윤리(Gesinnungsethik)와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라
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베버는 “신념윤리적으로 행위하느냐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
는 올바름을 행하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기시느니라.’이냐 또는 자기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책임윤리적 원칙에 따라 행위하느냐 라
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대립이다.”(Weber 1919b: 551-552)라고 하면서, “신념윤리와 책
임윤리를 타협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목적이 수단을 신성화한다는 이 원리를 어떤 식
으로 인정하든, 어떤 목적이 어떤 수단을 신성화해야 하느냐를 윤리적으로 판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Weber 1919b: 553)라고 함으로써 신념윤리와 책임윤리가 대립적인 것으로 전제
하고, “강제적인 수단을 가지고 책임윤리의 길을 걸으면서 활동하는 정치행위에 의해서 추구
되는 모든 것은 영혼의 구제를 위태롭게 하고, 신념을 위한 투쟁에서 영혼의 구제가 순수한 신
념윤리에 의해서 희구되는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의 구제는 여러 세대
에 걸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으며, 또 신용을 잃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행위자에게는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저 악마적인 힘들이 끝내 의식되지 않기 때문이다.”(Weber 1919b: 558)
고 하여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양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버는 “이런 악마를 이해하는데는 연령보다는 생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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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냉철성과 현실을 감내하며 내적으로 맞서 나갈 수 있는 능력”(Weber 1919b: 558)이 필요
하다고 하면서도 “신념윤리에 따르는 사람으로서 행위하느냐 또는 책임윤리에 따르는 사람으
로서 행위하여야 하느냐 그리고 언제 어느 것이어야 하느냐는 누구에게도 지시를 내릴 수가
없다.”(Weber 1919b: 558)라고 난제임을 재확인한 후 “일반적으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 특히 정치를 직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윤리적인 역설(Paradoxien)을 깨달아야 하며, 또
이러한 역설의 압력을 받으면서 자신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알고 있
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그는 모든 강제 속에 잠복해있는 악마적인 힘들과 관계를 맺는 것
이다.”(Weber 1919b: 557)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정으로 또 충심으로
느끼고, 책임윤리에 따라서 행위하고 있는 한 성숙한 사람이 어느 문제에서 ‘나는 달리 할 수
가 없습니다. 나는 이일에 책임을 집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무한히 감동적이며, 인간적으
로 참다운 것이며,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적으로 죽지 않는 한 우리들 누구에게
도 틀림없이 이러한 상황이 언젠가는 부딪칠 것이다. 이 한에서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는 절
대적인 대립물이 아니라 양자가 결합할 때 비로소 ‘정치에의 천직(Beruf zur Politik)’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상호보완물이다.”(Weber 1919b: 558)라고 하면서, 신념윤
리와 책임윤리의 통합적 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의 ‘변증법적 결합’의 형태(김성호 2003:
186-187)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정치는 정치지도자 만이 할 수 있는 천직임을 베버는 강조하였다. 즉 “정치란 정
열과 통찰력을 동시에 가지고, 단단한 판자에 강하고 천천히 구멍을 뚫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임에 틀림없고, 지도자일 수 밖에 없을 뿐아니라 또한 -솔직히- 영
웅일 수 밖에 없다.… 세계가 그의 입장에서 보아 너무 어리석거나 또는 야비한 경우에도 좌절
당하지 않을 사람, 무슨 일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dennoch)’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오직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의 천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Weber 1919b: 560)

Ⅳ. 제1차 세계대전 말의 독일정치와 현대
한국정치에서의 유용성
.

.

기든스는 베버의 유명한 전통적 합법적 카리스마적 지배의 유형은 베버가 당시 독일정치
.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 가지 구성요소 즉 전통적으로 확립되어 있던 융커의 위치 국가공
.

무원제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는 관료제적 지배를 지향하는 추세 이 요소들에서 비롯된 정치
지도자들의 결핍 등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을 보다 일반적인 수준으로 이론화(Giddens 1972:
36)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베버의 현실분석을 통한 이론화 작업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베버의 작업은 당대의 정치현실에 대한 분석과 이론화 작업에도 나타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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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 말의 독일의 정치적 경영의 결정적인 조건으로 베버는 세 가지를 지적하였는
데, 첫째 지도자적 자질을 지닌 인사가 아무도 의회에 참여하지 않아 의회가 무력
(Machtlosigkeit der Parlament)하며, 둘째 훈련받은 전문관료층이 관료직 뿐아니라 장관직까
지 요구할 정도로 의회보다 강력하며, 셋째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소수파가 될 것과 정부에 압
력으로 엽관제적으로 취직시켜 왔던 일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여 의회주의를 반대한 중앙당
과, 기존의 정치적

.

부르조아적 질서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의회주의를 반대한 사회민

주당과 같은 주관적으로는 성실하게 세계관을 지녔다고 주장하나 정치적 정견(定見)을 가진
정당들(gesinnungspolitische Parteien)이 존재(Weber 1919b: 541f.)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치상황을 베버는 비스마르크 지배의 결과로 보았고, 또 비스마르크 집권 마지막
10년동안 국민이 그에 대해 취하였던 정신적 자세의 유산(Weber 1918: 311, 319f.)이었고, 정당
들은 정부를 구성할 기회가 주어져도 조직 면에서나 인원수 면에서 또 지도적 정치가의 양성
면에서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길들여져(Weber 1918: 360-362, 346) 있기 때문에 ‘무력에
의 의지(Wille zur Ohnmacht)’가 비스마르크의 유산(Weber 1918: 361)으로 작용하여 소극적인
정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정치적 조건 하에서는 첫째 제국헌법 제9조의 “아무도 동시에 연방참사
원(Bunderat)과 제국의회(Reichstag)의 의원이 될 수없다.”는 항으로 인하여(Weber 1918:
342f., 344, 362) 연방참사원이 부활하여 지도자 선출의 장소로서의 제국의회의 의의와 세력을
제한할 것이며, 둘째 이미 제정되어 있는 비례선거법은 임명을 둘러싼 명망가들의 뒷거래를
조장할 것이고, 또한 장차 이익단체들에게 소속직원들을 입후보자 명부 속에 강제로 등록시켜
진정한 지도자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비정치적인 의회를 만들 가능성을 초래할 것(Weber
1919: 544)이라고 지적하였다.
베버는 무력한 의회로부터 탈피하여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이유로 첫째 선거에
의한 민주제의 경우 의회가 관리를 통제하고 행정을 공개하며 부적절한 지도적 관리를 배제하
고 예산을 확정하고 정당 사이의 타협을 실현시킬 것이며, 둘째 세습적 군주제의 경우 세습군
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들의 발호를 방지하고 편파적인 행정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Weber 1918: 400f.)이라고 보았다.
또한 베버는 정당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로 국사의 책임있는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정
당들(Weber 1918: 365)을 양성하여 의회주의적 장치를 실현하고, 또한 비합리적인 ‘가두의 민
주정치(die Demokratie der Straße)’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것(Weber 1918: 404)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는 강력한 의회와 책임있는 정당을 안정된 정치의 근본조건(Weber 1918: 403) 즉
국가지도자로서의 대중지도자의 선택과 실력확증의 장소로서 보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의회
(ein redendes Parlament)’가 아니라 ‘일을 하는 의회(ein arbeitendes Parlament)’가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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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 의회 만이 계속적으로 행정에 협력하면서 행정을 통제하고 나아가 데마고그적인 지
도자 자질 뿐아니라 진정으로 정치적인 지도자 자질도 양성할 수 있다(Weber 1918: 350)고 보
았다. 베버는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정당운영의 민주화와 선거법의 민주
화 즉 평등선거권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Weber 1918: 406)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강력
한 의회와 책임있는 정당의 필요를 강조한 베버가 나치정권의 출현에 이론적으로 영향을 미쳤
다는 주장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베버의 정치지도자론이 현대 한국정치에 유용한가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정치의 여건과 정치지도자론에 관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자. 박찬욱 교수 등은 20
세기 한국정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던 과제로 분단과 군의 정치개입, 국제적 영향과
미국의 역할, 경제성장과 민주화, 지역차별과 지역주의 등으로 보고 21세기에 새롭게 요구되는
과제로 개방화와 정보화, 다원화와 지방화, 복지와 환경 등(박찬욱 외 1997: 114)이라고 전제하
고, 21세기 한국의 미래정치지도자가 지녀야 할 자질을 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
닌 교양, ② 역사의식과 세계사적인 안목을 갖추고 분단현실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비전을 제
시할 수 있는 능력, ③ 개방화와 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국제감각, ④
군사, 외교, 안보 등 국가전략에 대한 경험, ⑤ 정의감, 도덕성, 신뢰 등(박찬욱 외 1997: 130)을
들었다.
정윤재 교수는 현대한국정치의 세 가지 빈곤현상으로 사상적 리더십의 빈곤, 도덕적 리더십
의 빈곤, 그리고 민주적 리더십의 빈곤(정윤재 2003: 505)을 지적하였다. 양길현 교수는 21세기
남북한 정치지도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제성장을 포함하는 국가개혁의 효과적인 추진, 남
북한 통일문제, 남북한의 민주화 등(양길현 2001: 462-470, 476)을 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남북한 지도자 모두 지도자와 국민들 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민주적 리더십을 요청받고
(양길현 2001: 471-476)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분단과 지역주의, 그리고 정보화 등의 오늘날 한국
정치의 여건은 베버가 독일정치의 결정적인 여건으로 분석한 것과 다른 국내외 상황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러나 베버가 제안한 정치지도자론은 현대 한국정치가 요구하는 정치지
도자의 과제로 제시되어 있는 민주적, 도덕적, 사상적 리더십 뿐아니라 민주정치, 국제정치, 국
가전략 등에 관한 지식과 능력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버의 분석 지표로 한국정치를 진단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상당히 향상되어 가고 있으나, 정당정치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당은 선거전의 양상이 치열해지면서 당의 관료조직이 확대되고
기능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구 다선의원들에 의한 명망가적 정당체제의 잔재를 불식시키
지 못하고 있으며, “권위주의,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의 전통적인 의식과 태도가 강력히 지배
해 온 선거과정에서” 성장한 정당은 “당비를 내고 후보공천권을 갖는 당원구조, 총재나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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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당원이나 소집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운영구조 등을 갖춘 민주정당화, 지역구 민원
해결이 아닌 의원의 정책활동이 우선되는 정책정당화 등”을 과제로 안고있는 “근대적이며 민
주적인 성격을 갖지 못한” (안철현 2003: 113) 정당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의회와 정당의 발전을 축으로 하는 민주화와 함께 성장한 관료제는 문벌과 정당의
명망가적 영향력을 불식시키고, 머쉬인이라는 인적 기구를 등장시켰으나, 내적 신념과 책임감
을 지닌 정치지도자가 출현하여 머쉬인이라는 인적 보조장치를 추종자로 동반하면서 민주정
치를 진행시킬 것이라는 베버의 정치지도자론은 무력한 의회와 정당, 그리고 관료지배에 젖어
있는 당시 독일정치의 난국을 해결할 수 있을 뿐아니라 현대 한국정치가 지향해나가야 할 하
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이 글에서는 ‘머쉬인을 동반한 지도자 민주정치’가 포괄하고 있는 역사적 및 이론적 의의를
베버의 소론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이것이 그의 정치지도자론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의 정치지
도자론은 그가 분석한 독일정치의 여건에 대한 해결책이자 미국과 영국 등의 민주정치의 발전
과 독일정치의 발전단계를 비교

.

고찰하면서 독일정치를 미국과 영국과 같은 발전한 민주정

치의 수준으로 인도해주기 위하여 제시한 정치발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군주가 문벌들의 기득권을 구축하면서 근대국가를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관료제와 민
주화, 그리고 직업정치가의 출현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민주화는 불가피하게 관료제화를 촉진
시켰지만, 관료제는 민주화와 마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마침내 관료제는 인간의 자율성과 개
성을 구속하는 폐단으로 몰고갈 것이므로, 내적 카리스마적 자질을 가진 정치지도자가 선거전
에서 국민투표를 통하여 출현하여 위력을 떨치는 머쉬인을 복종하게 함으로써 관료제를 견제
하는 정치지도자의 출현이 민주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의 정치지
도자론은 관료제와 카리스마의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관료제와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지도자
그리고 민주정치의 상호균형관계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의 정치지도자론은 무력한 의회와 정당을 강력한 의회와 책임있는 정당을 만들어 민
주정치를 정상화하고 정치지도자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베버가 나치정권의
출현에 이론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슐루흐터의 다음과 같은 베버 해석이 의미있을 것이다. “베버는 무제한적으로 국민
투표에 의한 지도자 선택을 변호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선택 만이 대중 민주주의에서 모든 정
치를 지배하는 감정적인 데마고그적 요소를 재강화시켰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합
리적으로 조직된 정당과 이익집단이 균형을 잡는 힘으로써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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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들 만이 국민투표에 의한 정치지도자 선택이 정치의 통제되지 않는 감정주의화를 초래하
지 않도록 하는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것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베버는 민주화와 의회화를
통하여 독일에서 관리의 지배를 격파하려고 생각하였다. 정치와 행정은 상대적으로 자동적이
어야 하고 상호작용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와 관료제는 각각 대항적으로 조직될
때 만이 상호 유익할 수 있는 적대적 세력이다. 이런 이유로 베버는 ‘관료화된 민주주의’를 현
상황 하에서 최선의 해결로서 간주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서제와 자유로운 결사, 이행과
자기결정, 능률과 자유의 결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Schluchter 1991: 377)
그의 정치지도자론이 현대 한국정치에 유용한가 하는 문제는 충분히 고찰되지 못하였으나,
현대 한국정치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의 정치지도자론이 미친 영향을 중
심으로 전개된 몸젠과 뢰벤슈타인의 논쟁을 상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베버가 니체
로부터 받은 영향을 고찰하여 베버와 베버 사후 독일정치의 전개와의 관련성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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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litical Leadership Theory of Max Weber

Kong, Bo-Kyung
(Kyungs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show the main argument of Max Weber's political leadership theory
in which bureaucracy and charisma are not mutually contradictory but mutually reinforcing
relationship. According to Weber, a machine meaning bureaucratic system in political party,
democracy and charismatic leader leads to ‘leadership democracy with a machine’. This
study also tries to confirm that Weber's political leadership theory was implemented to
resolve German political problems in 1919 by creating balance between bureaucracy and
parliament, the latter of which was revitalized in political party politics. Finally this study
tries to disprove the argument that Max Weber contributed to the emergence of the Nazi
regime. In addition, the applicability of Weber's political leadership theory in today's
Korean politics will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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